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KITA)•대한경영정보학회(DAMIS)

2020 하계공동학술대회
데이터경제 본격화를 위한 기반조성
6월 25일(목)~27일(토)

일 시

2020년

장 소

제주국제대학교 3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주

최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KITA), 대한경영정보학회(DAMIS)

■주

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LH연구원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목원대학교 창업경영교육연구소
백석예술대학교, 호서대학교 AI콘텐츠 융합연구센터, 제주국제대학교

■후

원 : ㈜올포랜드, ㈜ 한국정보기술단, ㈜케이씨에이, ㈜진우산전

●●●

초대의 글

●

●●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KITA)와 대한경영정보학회(DAMIS)는 “데이터경제 본격화를 위한 기반조성”
이라는 주제로 2020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데이터의 활용이 타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경제는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활용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핀테크, 콘텐츠, 바이오, 에듀테크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 창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초에 우리나라는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하계공동학술대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데이터경제가 본격화
되면서 향후 예상되는 신산업 출현 및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같은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LH연구원, 충남대 과학기술지식연구소, 호서대학교
AI콘텐츠 융합연구센터 등 분야별 세션을 구성하여 다채롭고 유익한 학술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미디어 페스티벌 2020을 KITA 디지털영상콘텐츠 작품전과 함께 BMF Local로 공동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옥고를 투고하여 주신 산학연 전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올포랜드, ㈜한국정보기술단, ㈜케이씨에이, 진우산전㈜ 등 기업체, 충남대학교 과학기술
지식연구소, 목원대학교 창업경영교육연구소 등 대학,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H연구원
등 연구기관, 그리고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헌신해 주신 조직위원님들과 학술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 장소 제공을 포함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제주국제
대학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5일
◈ 주최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KITA) 회장 이중만 교수(호서대학교)
대한경영정보학회(DAMIS) 회장 정철호 교수(목원대학교)
◈ 조직 : KITA 조직위원장 이지형 부회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DAMIS 조직위원장 서용석 사무국장(목원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조직위원장 김대영 교수(제주국제대학교)
◈ 학술 : KITA 학술위원장 조일구 총무부회장(정보통신기획평가원)
DAMIS 학술위원장 옥정원 편집위원장(부산가톨릭대학교)
◈ 디지털영상콘텐츠 작품전: KITA 전시위원장 이기호 상임이사(백석예술대학교)
KITA 전시부위원장 박성원 상임이사(호서대학교)

●●●

축

사

●

●●

코로나 청정지역인 제주도에서 학술발표대회를 열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정보
기술응용학회장님이신 호서대학교 이중만 교수님과 대한경영정보학회장님이신 목원대학교 정철호 교수님과
학술대회 준비하신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혁신 시대로 천천히 전이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디지털 혁신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
습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혁신 필요성이 체감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인 시티아나델라는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업무위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는 단 2개월만에 2년간 이뤄질 규모의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산업계 전반에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와 대한경영정보
학회가 “데이터경제 본격화를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AI, 빅데이터, 포스트 코로나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학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하계공동학술대회의 연구성과물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사회로 전이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청정 제주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분야의 논문을 발표하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회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제주에서 그간 연구에 몰두하시면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힐링하기를 기원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제주국제대학교 조직위원장

김 대 영 배상

2020년도 KITA-DAMIS 하계공동학술대회 조직 구성
구

분

소

대회장
제주국제대학교 조직위원장
KITA 조직위원장
DAMIS 조직위원장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KITA 학술위원장
DAMIS 학술위원장

학술위원회
학술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디지털
영상콘텐츠
전시위원회

위원

속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장(KITA), 호서대학교
대한경영정보학회장(DAMIS), 목원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목원대학교
호서대학교
㈜올포랜드
디지털 투데이
충남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녹색기술센터
제주국제대학교
㈜ 한국정보기술단
㈜ 케이씨에이
㈜ 진우산전
계명대학교
목원대학교
신라대학교
목원대학교
LH연구원 스마트정보센터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부산가톨릭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호서대학교
(사)한미얀마 연구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호서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동아대학교
계명대학교
한밭대학교
충남대학교
창업진흥원
충남대학교
배재대학교
LH연구원
백석예술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백석예술대학교
UXMedia
흥 디자인스튜디오
백석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성 명
이중만 교수
정철호 교수
김대영 교수
이지형 박사
서용석 교수
김홍근 교수
성동권 대표
장윤옥 전무
박경혜 교수
고희준 교수
김재호 회장
김관영 센터장
박충희 교수
김기호 소장
문대원 대표
신우현 상무
배재권 교수
이대범 교수
박재용 교수
한은수 교수
기호영 센터장
황경연 교수
이원일 교수
조일구 박사
옥정원 교수
문송철 교수
권순동 교수
조상섭 교수
강신원 회장
이성국 교수
이기호 교수
박성원 교수
이은주 교수
윤대홍 교수
강석민 교수
김건우 교수
성을현 교수
김경재 박사
안기돈 교수
강호정 교수
윤인환 박사
이기호 교수
박성원 교수
김재호 회장
감성원 교수
조인범 대표
김종민 디자이너
김맹진 교수

KITA-DAMIS 2020 하계공동학술대회 일정
Ÿ 일시 : 2020년 6월 25일(목)~27일(토)
Ÿ 장소 : 제주국제대학교 1호관(스마트강의실), 3호관(시청각실)
일정
6월 25일
(목)

행사명

14:00~
18:00

특별세션

10:00~
13:30

등

록

행사내용

장소

‣ LH 특별세션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주택정책

1호관 1104

‣ AI 포럼 : 인공지능 인력양성 프로그램

1호관 1105

‣ 등록 및 점심식사

3호관 식당
(3102)

‣ 학술논문 발표
10:30~
12:00

논문발표 Ⅰ

개

6월 26일
(금)

개회식
13:30~
14:30

회

- 제1세션 : 포스트 코로나 전략 1
- 제2세션 : 경영 혁신전략

1호관 1104

- 제3세션 :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1호관 1105

‣ 사회 : 조직위원장 서용석 교수(목원대학교)

환영사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KITA) 이중만 회장
‣ 대한경영정보학회(DAMIS) 정철호 회장

축

‣ 제주국제대학교

사

3호관 시청각실

시상식

‣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시상식
‣ 디지털영상콘텐츠 작품상 시상식

기조강연

‣ ICT로 만드는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표 : 이지형 본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3호관
시청각실

‣ 학술논문 발표

15:00~
18:00

6월 27일
(토)

논문발표 Ⅱ

- 제4세션

: AI 및 IoT 산업분석

- 제5세션

: 정보기술응용

- 제6세션

: 문화예술 융합과 창업 활성화

1호관 1105

- 제7세션

: 산학연 협력과 혁신성과 창출

1호관 1106

- 제8세션

: 포스트 코로나 전략 2

- 제9세션

: 콘텐츠 및 UX디자인

임원회의
폐
회

3호관 시청각실

3호관 시청각실
1호관 1104

- 제10세션 : 정보기술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

1호관 1105

- 제11세션 : 초연결 시대의 정보기술 전략

1호관 1106

10:00~ 학술논문 작성 ‣ 학술논문 작성 지침 발표
12:00 연구윤리 교육 ‣ 연구윤리 교육
12:00~
13:00

1호관 1104

‣ 학회 발전방안, 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현안 논의 등
‣ 폐회선언

* 디지털영상콘텐츠 작품은 6월 25일(목)~26일(금)까지 전시(3호관 시청각실 로비).

3호관
시청각실

KITA-DAMIS 2020 하계학술대회 학술논문발표 세부일정
Ÿ 일시 : 2020년 6월 25일(목)~27일(토)
Ÿ 장소 : 제주국제대학교 1호관, 3호관
6월 25일(목)
특별세션(14:00~18:00)
LH 특별세션
(1호관 1104)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주택정책

좌장 : 김태일 교수(제주대)

∙공공기관 빅데이터 구축방향
남궁성(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공공과 민간 아파트의 임대료 차이 분석
강미연, 변완희, 기호영(LH연구원)
∙소셜 빅데이터 기반 저출산 관련 주거수요 분석
박서경, 정소이(LH연구원)
∙전국 아파트의 공급면적에 따른 실거래가 추이 분석
이민아, 양동석, 기호영(LH연구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주택 정책수립
기호영, 강미연(LH연구원)

AI 포럼
(1호관 1105)

▸ 인공지능 인력양성 프로그램

발표 : 이성국 교수(UST)

6월 26일(금)
❖ A 그룹(10:30~12:00)
제 1 세션
(3호관 시청각실)

▸ 포스트 코로나 전략 1

좌장 : 김문구(ETRI)

∙AI 및 데이터 부문 시장보호를 위한 최근의 EU 전략 변화 방향 분석
정지형, 송근혜, 이승민, 김문구(ETRI)
∙Digital Therapeutics Software-Powered Medicine
박안선(UST), 이승민, 김문구(ETRI)
∙스마트시티의 핵심 서비스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발전 방향
송근혜, 김문구(ETR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R&D 방향설정을 위한 트렌드 분석 및 미래 이슈 도출
이승민, 하영욱, 정지형(ETRI)

제 2 세션
(1호관 1104)

▸ 경영혁신 전략

∙누적형 혁신의 경로 특성분석 : 한․일 규제샌드박스 비교 관점에서
정성영, 고순주(ETRI)
∙모바일 주파수와 인프라 설비의 균형가격 모형
여인갑(ETRI)
∙인공지능 R&D 품질보증 연구
김기호(ETRI)

좌장 : 정성영(ETRI)

제 3 세션
(1호관 1105)

▸ ICT기반 사회문제 해결

좌장 : 조일구(IITP)

∙성과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도입방안
송영근, 이승환(ETRI)

∙연구개발중심 기관의 역량 평가를 위한 기반 프레임워크 연구 :
과학기술기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안춘모(ETRI)

∙공간과 사회 사회이슈 분석을 통한 미래 사회문제해결 R&D 추진방향 설정 연구
조일구, 유영수(IITP)

❖ B 그룹(15:00~16:30)
제 4 세션
(1호관 1104)

▸ AI 및 IoT 산업분석

좌장 : 전황수(ETRI)

∙빅테크(Big Tech)-스타트업 계층구조를 이용한 AI 산업 생태계 분석
김항석, 최민석(ETRI)

∙UHD 산업의 경쟁현황 분석 : TV 및 미디어 사업자를 중심으로
석왕헌, 허필선(ETRI)

∙IoT 센서 시장 및 업체 동향 분석
전황수(ETRI)

제 5 세션
(3호관 시청각실)

▸ 정보기술응용

좌장 : 김대영(제주국제대)

∙사물인터넷 표준(OCF)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성 연구
정해식, 조일구(IITP)

∙Search Algorithm for Hidden Singer
조상섭(호서대)

∙블록체인 트릴레마 한계와 오라클 문제의 대안
임명환(ETRI, UST)

∙비 임상 독성시험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한 통계 판단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김대영(제주국제대학교)

제 6 세션
(1호관 1105)

▸ 문화예술 융합과 창업 활성화

좌장 : 정철호(목원대)

∙대학교 창업지원과 문화․예술 창업 영향요인 분석
채병권(목원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경영성과 분석 : 충청남도 농촌융복합 정부지원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김지헌(목원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김미희(목원대)

∙창업과 창직간의 역량 차이 분석
서용석(목원대)

∙창업 멘토링 요인이 창업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철호(목원대)

제 7 세션
(1호관 1106)

▸ 산학연 협력과 혁신성과 창출

좌장 : 성을현(충남대)

∙사회적지향성과 기업가지향성이 산학연협력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을현, 안기돈, 이희덕(충남대), 홍승범(KAIST)

∙기술수요자 및 공급자 관점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연협력 저해요인 분석
황경연, 성을현(충남대)

∙대전시 ICT산업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
주요국의 ICT기반 일자리창출사례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홍은영(충남대)

∙기술사업화의 자원적 속성이 산학연협력 혁신성과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정이, 강신형, 성을현(충남대)

∙기업의 예술적특성이 기업혁신 및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
한은수(목원대), 성을현(충남대), 정철호(목원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협력 성과분석
안기돈, 황경연(충남대)

❖ C 그룹(16:30~18:00)
제 8 세션
(3호관 시청각실)

▸ 포스트 코로나 전략 2

좌장 : 유영수(IITP)

∙근접미래사회, 잠재적 위협 대비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R&D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유영수(IITP)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연구
윤지수(IITP)

∙녹색기후기술 활용 자원 순환형 사회구축지원 전략 : 기술-시장-재원 연계 인도네시아 지역개발협력
김관영(GTPI)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국가와의 글로벌 기술 협력 활성화 방안
이은혜, 노일수(ETRI)

제 9 세션
(1호관 1104)

▸ 콘텐츠와 UX디자인

좌장 : 박성원(호서대)

∙해외주요국 VR AR교육 콘텐츠 사례분석
박성원, 이중만(호서대)

∙UX디자인분석을 이용한 CGV 펜타포트점 사례연구
김다은, 김다빈, 임종섭, 이중만(호서대)

∙UX디자인을 활용한 F&B ZONE 대형카페기획 개선방안
방민지, 방준혁, 이중만(호서대)

∙UX디자인을 통한 유아원 개선방안 도출
김현옥, 김현순, 이승혜, 이중만(호서대)

∙IT초연결 환경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정렬(충북대), 권순동(충북대)

제 10 세션
(1호관 1105)

▸ 정보기술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

좌장 : 이대범(목원대)

∙Social Capital and Relationship Age in Business Digitalization
김희경, 이창원(한양대)

∙BLOCKCHAIN기반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모델 연구
서용모(한남대)

∙대학 신입생 모집광고의 새로운 방법 : 블록체인 기반 입시정보 제공 플랫폼
황정훈(유원대)

∙효율적인 모바일 교육 서비스 모델에 관한 연구
이대범(목원대)

제 11 세션
(1호관 1106)

▸ 초연결 시대의 정보기술 전략

∙오피니언 마이닝을 활용한 모바일앱 서비스 품질 측정
임병학, 엄성원(부산외대)

∙의료 SCM 경쟁역량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공동화 방안 연구 :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과점
박광오(영남이공대), 정대현(부산대)

∙금연광고 메시지 프레이밍의 광고효과 연구
YANG YU, 차동필(신라대)

∙기업위기대응에 대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연구
SHENG YI, 차동필(신라대)

∙환경보호 공익광고의 소비자 관여도 연구
ZHAO YULONG, 오기도(신라대)

6월 27일(토)
학술논문 작성 지침 및 연구윤리 교육(10:00~12:00)
▶ 학술논문 작성지침 발표
▶ 연구윤리 교육

학회 임원회의 및 학술대회 폐회(12:00~13:00)
▶ 학회 발전방안, 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현안 논의 등
▶ 폐회 선언

좌장 : 서용석(목원대)

KITA-DAMIS 2020 하계학술대회 학술논문발표 세부일정
Ÿ 일시 : 2020년 6월 25일(목)~27일(토)
Ÿ 장소 : 제주국제대학교 1호관, 3호관
❖ A 그룹(10:30~12:00)
제1세션 (3호관 시청각실)
포스트 코로나전략 1

제2세션 (1호관 1104)
경영 혁신전략

제3세션 (1호관 1105)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좌장 : 김문구(ETRI)

좌장 : 정성영(ETRI)

좌장 : 조일구(IITP)

‣ 시간 10:30~12:00
1.1

2.1

3.1

AI 및 데이터 부문 시장보호를 위한 최근의 누적형 혁신의 경로 특성분석 :
EU 전략 변화 방향 분석
한 일 규제샌드박스 비교 관점에서

성과제고를 위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전주기 통합 사업관리 도입방안

정지형, 송근혜, 이승민, 김문구(ETRI)

정성영, 고순주(ETRI)

송영근, 이승환(ETRI)

1.2

2.2

3.2

Digital Therapeutics Software-Powered
Medicine

모바일 주파수와 인프라 설비의 균형가격 연구개발중심 기관의 역량 평가를 위한
모형
기반 프레임워크 연구 : 과학기술기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여인갑(ETRI)
안춘모(ETRI)

․

박안선(UST), 이승민, 김문구(ETRI)

1.3

2.3

3.3

스마트시티의 핵심 서비스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발전 방향

인공지능 R&D 품질보증 연구

공간과 사회 사회이슈 분석을 통한 미래
사회문제해결 R&D 추진방향 설정 연구

송근혜, 김문구(ETRI)

1.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R&D 방향설정을
위한 트렌드 분석 및 미래 이슈 도출
이승민, 하영욱, 정지형(ETRI)

김기호(ETRI)

조일구, 유영수(IITP)

❖ B 그룹(15:00~16:30)
제4세션 (1호관 1104)
AI 및 IoT 산업분석

제5세션 (3호관 시청각실)
정보기술응용

좌장 : 전황수(ETRI)

좌장 : 김대영(제주국제대)

제6세션 (1호관 1105)
문화예술 융합과
창업 활성화

제7세션 (1호관 1106)
산학연 협력과
혁신성과 창출

좌장 : 정철호(목원대)

좌장 : 성을현(충남대)

‣ 시간 15:00~16:30
4.1

5.1

빅테크(Big Tech)-스타트업
계층구조를 이용한 AI 산업
생태계 분석

사물인터넷 표준(OCF) 확산을 대학교 창업지원과 문화
위한 정책방향성 연구
예술 창업 영향요인 분석
정해식, 조일구(IITP)

김항석, 최민석(ETRI)
4.2

5.2

6.1

․

채병권(목원대)

6.2

UHD 산업의 경쟁현황 분석 : Search Algorithm for Hidden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TV 및 미디어 사업자를
Singer
경영성과 분석 : 충청남도
중심으로
농촌융복합 정부지원
조상섭(호서대)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석왕헌, 허필선(ETRI)

7.1
사회적지향성과
기업가지향성이 산학연협력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을현, 안기돈, 이희덕(충남대),
홍승범(KAIST)
7.2
기술수요자 및 공급자
관점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연협력 저해요인 분석
황경연, 성을현(충남대)

김지헌(목원대)
4.3

5.3

IoT 센서 시장 및 업체 동향 분석 블록체인 트릴레마 한계와
오라클 문제의 대안
전황수(ETRI)
임명환(ETRI, UST)

6.3

7.3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대전시 ICT산업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
주요국의 ICT기반 일자리
창출사례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미희(목원대)

홍은영(충남대)
5.4

6.4

7.4

비 임상 독성시험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한 통계 판단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창업과 창직간의 역량 차이
분석

기술사업화의 자원적 속성이
산학연협력 혁신성과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대영(제주국제대학교)

서용석(목원대)

유정이, 강신형, 성을현(충남대)
6.5

7.5

창업 멘토링 요인이 창업의도 기업의 예술적특성이 기업혁신
및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철호(목원대)

한은수(목원대), 성을현(충남대),
정철호(목원대)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협력 성과분석
안기돈, 황경연(충남대)

❖ C 그룹(16:30~18:00)
제8세션 (3호관 시청각실)
포스트 코로나 전략 2

제9세션 (1호관 1104)
콘텐츠와 UX디자인

좌장 : 유영수(IITP)

좌장 : 박성원(호서대)

제10세션 (1호관 1105)
정보기술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

제11세션 (1호관 1106)
초연결 시대의
정보기술 전략

좌장 : 이대범(목원대)

좌장 : 서용석(목원대)

‣ 시간 16:30~18:00
8.1

9.1

10.1

11.1

근접미래사회, 잠재적 위협 해외주요국 VR AR교육
대비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콘텐츠 사례분석
R&D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박성원, 이중만(호서대)
유영수(IITP)

Social Capital and Relationship 오피니언 마이닝을 활용한
Age in Business Digitalization 모바일앱 서비스 품질 측정
김희경, 이창원(한양대)

임병학, 엄성원(부산외대)

8.2

10.2

11.2

9.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UX디자인분석을 이용한 CGV BLOCKCHAIN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모델
성범죄 대응 방안 연구
펜타포트점 사례연구
연구
윤지수(IITP)
김다은, 김다빈, 임종섭,
서용모(한남대)
이중만(호서대)

의료 SCM 경쟁역량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공동화 방안 연구 :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과점
박광오(영남이공대),
정대현(부산대)

8.3

9.3

녹색기후기술 활용 자원
UX디자인을 활용한 F&B
순환형 사회구축지원 전략 : ZONE 대형카페기획 개선방안
기술-시장-재원 연계
방민지, 방준혁, 이중만(호서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협력

10.3

11.3

대학 신입생 모집광고의
금연광고 메시지 프레이밍의
새로운 방법 : 블록체인 기반 광고효과 연구
입시정보 제공 플랫폼
YANG YU, 차동필(신라대)
황정훈(유원대)

김관영(GTPI)

8.4

9.4

포스트 코로나 시대,
UX디자인을 통한 유아원
신남방국가와의 글로벌 기술 개선방안 도출
협력 활성화 방안
김현옥, 김현순, 이승혜,
이은혜, 노일수(ETRI)
이중만(호서대)

10.4

11.4

효율적인 모바일 교육 서비스 기업위기대응에 대한
모델에 관한 연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연구
이대범(목원대)
SHENG YI, 차동필(신라대)

9.5

11.5

IT초연결 환경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환경보호 공익광고의 소비자
관여도 연구

이정렬(충북대), 권순동(충북대)

ZHAO YULONG,
오기도(신라대)

KITA 2020 하계학술대회 디지털영상콘텐츠 작품전

행사장 오시는 길

